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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선 ‘소녀’라고 하면 몽환적이면서 청순한 여자아이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성적(性的)으로 미성숙하지만 그것에 오히려 요염한 매력을 찾을 수 있는, 미소녀(美

少女)의 섹슈얼리티를 상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소녀’라는 말은 참으로 

묘한 울림을 가진 단어로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 굳이 여성학자 무라세 히로미

(村瀬ひろみ)1)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소녀’라는 말은 이렇듯 여자아이 자신이 스스로를 

칭하는 말이라기보다 철저히 남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혹은 남자의 기준으로 그들이 

보는 상을 가르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녀’라는 개념은 여성에 한 

차별적 용어로 부상해 오며, 아울러 성(性)의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근 기에 생성된 ‘소녀’의 개념 정의와 시 에 따라 변용되거나 강요되어 

온 ‘소녀’의 젠더 역할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와타나베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5531)

 ** 동아 학교 일본학과 외래강사
 1) 村瀬ひろみ(2000)フェミニズム・サブカルチャー批評宣言春秋社,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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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코(渡部周子)의 논고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와타나베는 ‘소녀’를 메이지기(明治期)에 

근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소녀’들은 오히려 공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의해 관리되어 온 존재

로 규정한다. 또 그 기간은 “취학기에 있으며 출산 가능한 신체를 가지면서도 결혼까지 유예 

받은 기간”으로 정의한다. 또한 ‘소녀’期의 교육은 “현모양처 역할을 내면화시킬 의도이고 

이 시기에 특유의 규범을 이용하여 교화”되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특유한 규범’이란 ‘애정’ 

‘순결’ 그리고 ‘미적’ 규범으로, 이 3가지 규범에 의해서 ‘소녀’가 형성되었다2)고 분석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막부말기에 이르러 서양열강의 압력에 결국 쇄국을 풀고 개국을 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후 메이지정부는 서양열강에 항할 근 국가의 설립에 노력하며, 근 국민

국가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산업, 군사에 종사할 국민을 육성하는 일에 정진한다. 바꿔 말하면, 

근 국가의 제국주의적 의도는 건전하고 튼튼한 인간을 보다 많이 재생산함으로써 노동력을 

증강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즉, 남성은 군인, 혹은 노동자로 국가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며, 여성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편의 노동력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다함으로써 간접적

으로 국가에 기여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현모양처의 교육을 받는 시기가 이른바 ‘소녀’期

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고는 근 국가형성기의 메이지기 일본에서 새롭게 규정되어져 어른도 아이도 아닌 ‘소녀’

라는 존재,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될 역할을 담당하기 전의 그녀들은 어떤 것으로 상징되었고, 

그리고 그녀들은 스스로 어떤 특성을 만들어내고 공유했는지를 고찰하려는 작업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소녀(少女)가 붙은 특정한 단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녀잡

지(少女雑誌), 소녀소설(少女小説), 소녀만화(少女マン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명칭은 각각 

주된 독자층을 소녀들로 상정하여, 소녀 취향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이 근 국가 형성기인 메이지기에 ‘여성의 국민화’를 위해서 ‘현모양처(良妻

賢母)’라는 젠더 규범 하에 여성들에게도 국민국가의 형성에 참가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소

녀’에게는 학교에서의 교육, 혹은 문학, 잡지 등의 중매체를 통해서 근  국민화의 젠더규범

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 근 초기(메이지기)에서 태평양전쟁 이전까지, 즉 ‘여

학교’라는 공교육의 장이 소녀들만의 공동체로 자리했던 시기 다. 여기에서는 일본 근 초기

를 배경으로 여학교 소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소녀기에 형성된 관계와 표상을 분석해 

가기로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일본근 의 ‘소녀’라

 2) 渡部周子(2007)〈少女〉像の誕生─近代日本における｢少女｣規範の形成新泉社, p.12 본서는 현재 다
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연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소녀’라는 존재가 근  일본의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도 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상세하고도 방 한 자료를 통해 
해독한 소녀연구서이다. 즉, ‘소녀’와 근 국가의 성립을 젠더규범으로 해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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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체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며, 일본근 에 있어서 좀 더 균형적인 ‘소녀’의 정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나아가서는 소녀들만의 관계에서 신여성(新しい女)의 계보를 잇

는 시 적 환경도 유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근 초기 소녀기를 향유했던 여성작가와 그녀가 묘사한 소녀소설을 중심

으로 하여 당시의 ‘소녀’의 한 단면을 규명하기로 하겠다. 특히 소녀소설의 창시자이자 중여

성문학의 인기 작가 던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1896-1973, 이후 ‘노부코’로 약칭)에 주목하

고, 표작꽃 이야기(花物語)(초출소녀화보(少女画報)1916-24 단속적으로 연재, 소녀클

럽(少女倶楽部)1925.7-1926.3에 3편 연재)를 구체적 고찰 상으로 하겠다. 이 작품은 작가의 

문단데뷔작이기도 하며 작품에는 여학교를 중심으로 한 여학생, 당시의 소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부장제가 엄격하던 시 에 작가는 소녀잡지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 즉 소녀들

의 이야기를 표현해 갔다. 꽃 이야기(花物語)에는 작가와 동시 를 사는 다수의 소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작품을 통해서 당시 소녀들의 이야기와 관계를 통해서 여학교의 

소녀문화와 더불어 소녀에 표상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녀’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소녀’라는 이미지 

역시 확  재생산 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일본근 문학을 통해 ‘소녀’라는 근 적 용어에 

내포된 이미지와 그 근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소녀소설의 위상(位相) 

메이지 30년 , 즉 1900년을 전후하여 ‘소녀’라는 호칭은 이미 일반화되었다. 구메 요리코

(久米依子)는 “새롭게 생겨난 소년/소녀의 구분은 단순한 성별에 비해 권력적인 차이를 나타내

는 기호”로 받아들여졌으며 “원래 전체 연소자를 나타내는 ‘소년’에서 ‘소녀’를 분리, 독립시

킨 배경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표현상으로도 명시하고 싶은 시 의식의 요청”이 있었다

고 말한다. 덧붙여 “국가공동체의 기반이 정비되는 속에서 정상, 중심을 강화하고, 떨어져 

나와 구분되어지는 쪽에 엄격한 제약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회전체의 움직임에 연동했다”3)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정상, 중심”이 될 남자의 척점에 ‘소녀’라는 호칭으로 여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부국강병을 향한 일본 근 화에 필요한 현모양처의 규범을 형성시켜 갔다는 것이다.

 3) 久米依子(1997)｢少女小説ー差異と規範の言説装置｣인용은メディア・表象・イデオロギー―明治三十

年代の文化研究(小森陽一　他) 小沢書店,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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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마다 에리카(今田絵里香)는 저서｢소녀｣의 사회사에서 ‘소년’과 다른 ‘소녀’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마다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

으로 지적하듯이 ‘소녀’란 고등여학교 등의 학교교육제도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소녀잡지 

등의 미디어에 의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일본은 1899년 ‘고등여

학교령(高等女学校令)’4)을 제정한다. 이로 인해 전전기의 1920-30년 에 걸쳐서 생성된 것이 

‘여학생’이라는 언설이었다. 특히 ‘여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여학생의 문화는 

이전에는 없던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즉, 이마다가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에는 

여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소녀시 ’라는 것은 생겨나지 않으며, 아울러 소녀잡지를 살 수 

없으면 ‘소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다는 저서에서 

‘소녀’는 두 가지 요건, 즉 여학교를 다니며 소녀잡지를 애독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5). 

물론 ‘소녀’를 여성의 특정한 연령 로 규정한다면 반드시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근 일본이라는 역사적 배경 아래 ‘소녀’ 혹은 ‘여학생’ 사이에 유행

했던 독특한 문화와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당시에도 소녀문화의 발상지이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을 여학교와 여학생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어느 정도의 경제

적 혹은 지식적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녀잡지를 통해 소녀소설의 독자가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소녀소설이라는 공통적 화제로 ‘소녀’들만의 하나의 연 감을 형성되기 어려

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소녀소설의 주인공이자, 애독자가 되는 주된 계층, 여학교

를 다니는 여학생으로 ‘소녀’를 한정하여 분석해 가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소녀소설이란 소녀취향의, 소녀를 상으로 한 소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본

에서는 주로 소녀잡지에 발표된 소설을 일컫기도 한다. 즉, 소녀소설은 문학적으로 평가가 

낮은 소녀들의 독서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조어이며, 굳이 ‘소녀’라고 구획한 명칭에서부

터 오히려 차별적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소녀소설의 기원과 역사는 어떠할까? 

먼저 소녀소설의 탄생은 소녀잡지의 창간과 융성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1902년(메이

지35년)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소녀취향의 잡지소녀계(少女界)가 창간되었다. 이후 1906년 

소녀세계(少女世界)와 소녀의 벗(少女の友)이 이어서 창간되었으며, 1912년소녀화보(少

 4) 고등여학교령은 1899년(明治32年)2월8일에 공포되어 1943년(昭和18年)1월21일에 폐지된 칙령이다. 근
적 여성교육기관으로 수업연한은 기본 4년으로 하고, 자격은 기존의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에서 

12세 이상의 여성으로 하 다. 중류이상 사회의 여성을 위한 중등교육으로 그 기본내용은 ‘현모양처주
의’ 교육에 있었다. 

 5) 今田絵里香(2007)｢少女｣の社会史勁草書房, p.5 본서는 일본 근 의 ‘소녀’像이 시 에 흐름에 어떻게 
부합되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이마다는 근 에 들어 생겨난 도시의 새로운 중간층
의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소녀’의 이미지에 스스로를 동일화해 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다양한 소년소
녀잡지의 분석으로 ‘소녀’의 이미지의 역사적 변천을 쫓고 표상의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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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画報), 1923년에는소녀클럽(少女倶楽部)등 메이지, 다이쇼(大正)기에 걸쳐 소녀잡지가 

창간되고, 그 안에 주된 독자층을 염두에 둔 소설이 게재되면서 일본의 소녀소설은 비로소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당시 여학생(소녀)들이 애독하던 모든 잡지에는 마치 일종의 

시그너처(signature)처럼 ‘소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는 어린여자아이도 아니고 

성인 여성도 아닌 신조어 ‘소녀’에 주목했으며 ‘소녀’의 개념과 이미지는 이러한 잡지와 소설

을 통해서 보급되어 갔던 것이다. 이후 다이쇼와 쇼와(昭和)기에도 여전히 소녀잡지는 전성기

를 구가하던 시 다. 그리고 각 잡지의 인기요인이 되었던 연재소설은 소녀들의 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알려진다. 특히 노부코의 소설은 여학생들의 주된 화젯거리가 될 정도로 

절 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 인기의 요인은 이전의 교훈을 목적으로 한 이야기나, 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주인공의 성장이야기, 주인공의 모험과 도전을 그리던 도식적인 

소년소녀소설과는 달리, 여학교 소녀들의 동성에 한 동경과 우정을 소녀취향의 감미한 

필체로 그렸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부코가 1916년부터 소녀화보(少女画報)에 연재

했던 꽃이야기(花物語)6)는 원래 7화로 완결될 예정이었으나 소녀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9여 년에 걸쳐 연재를 이어간 작품이다. 1930년 말부터는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에 부응하며 

연약한 정서의 소녀 상의 서적물은 배척당하며 출판통제를 받았다. 이후 연이은 전쟁과 

1945년의 패전이후 소녀잡지를 통해서 발표되던 소녀소설은 다양한 내용과 독서물로 인해 

전전에 비해 힘을 잃어 간다. 1970년 에 들어서는 소녀잡지에 이어 소녀만화지가 각광을 

받으며 소녀소설보다 소녀만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근래에는 코발트시

리즈 등 문고판의 라이트노벨(Light Novel)이라고 불리는 서브컬처의 소설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근 일본의 소녀잡지를 통해 데뷔한 소녀소설의 작가는 부분이 동시 의 여학교를 

다니고 있던 ‘소녀’이거나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었다는 점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당시 ‘소녀’의 모습이 ‘소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잡지와 소설을 통해 일정 부분 

표현되었을 것이다. 

 6) 꽃이야기(花物語)는 1920년에 라쿠요도(落陽堂)에서 출판되었으며, 이후 다수의 출판사에서도 단행본
으로 출판되었다. 특히 라쿠요도에서 나온 단행본에는 소녀클럽少女倶楽部연재 때부터 함께 했던 
나카하라 준이치(中原淳一)가 표지와 삽화를 담당했다. 나카하라가 그린 소녀像은 여학생들에게 압도적
인 지지를 얻었으며, 그의 삽화가 그려진 편지지와 봉투는 단한 인기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나카하라
는 여자가 아닌, 소설의 독특한 세계와 부합하는 투명하고 아름다운 ‘소녀상’을 그렸다. 이러한 그림에 
힘입어 동시 의 여학생뿐 아니라 그 후로도 오랜 동안 애독되었다. 한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원래 
연재된꽃이야기(花物語)는 54편이었으나, 단행본으로 출판될 때에소녀클럽少女倶楽部에 게재되
었던 마지막 2편｢엉겅퀴꽃(薊の花)｣｢탱자나무꽃(からたちの花)｣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52편을 전체 
작품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도 단행본에 실린 52편을 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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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 미즈타 노리코(水田宗子)는 전전(戰前) 시 에 여성이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자기자

신이 되는 것” 즉,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했다고 정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먼저 여자들은 결혼, 혈연관계 등이 만들어 놓은 “가부장제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습관과 규범과 역할로 자신들을 속박하고 있는 호모소셜한 공동체의 구조에서 

떨어져 여자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장소를 사회 속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7)라고 역설하고 있다. 미즈타의 지적 로 여성작가들은 가부장적 권위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표현해 가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근 에 들어 새로운 지식계층으로 부상한 여학생(소녀)들은 소녀잡지라는 그들

을 위한, 그들에 의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역을 확보해 갔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의 소녀문

화를 주도해 간 여학생들이 주인공이 된 소녀소설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혼다 

마스코(本田和子)는 ‘소녀’는 메이지의 학교교육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단언하며 진학과 취업

으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여학교’야말로 ‘소녀’를 어린 여자와 유부녀 사이의 뜬 존재로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즉, “사회에서 유리된 존재”로서 ‘소녀’의 예는 소녀잡지의 투고란에 

아름다운 펜네임으로 일상의 있는 그 로의 본모습은 감추고 그녀들을 스스로 ‘소녀’라는 

허구 속으로 연 해 가는 것이다. 부분의 소녀취향으로 쓴 소설은 소녀가 주인공으로, 그녀

에 의한 1인칭 시점에서 당시의 소녀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다의 언급

로 소녀잡지를 통한 “소녀환상공동체”8)는 소녀소설을 비롯한 소녀문화에 존재하는 일종의 

“자폐성” 내지는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소녀소설은 다양한 소녀잡지의 등장으로 인해 유행하기 시작했고, 소녀잡지에 

게재된 소녀소설은 기본적으로 비극의 히로인이 고난과 불행을 뛰어넘어 행복하게 된다는 

해피엔딩과 예를 들어꽃 이야기(花物語)등의 동성애적 관계에서는 이별과 죽음으로 인한 

불행한 결말이라는 양극의 패턴이 보인다. 아울러 소설의 히로인은 예외 없이 청순가련한 

용모에 성실하며 헌신과 자기희생에 넘치는 사랑스런 ‘소녀’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녀소설은 

흔히 내용면에 있어서도 몰개성적이며, 수동적인 소녀상과 폐쇄적인 종적(縱的) 관계 등이 

종종 지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까지 간헐적으로나마 연구되어 온 장르로서의 ‘소녀소설’은 소녀취향의 편향된 작품이

라는 평가 절하된 견해가 강했다. 특히 전후에는 노부코의 전쟁에 합한 행적9)에 관해서는 

 7) 水田宗子(2005)｢ジェンダー構造の外部へ―田村俊子の小説｣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今という時代の田

村俊子―俊子新論, p.133 
 8) 本田和子(1990)女学生の系譜青土社, pp.179-189
 9) 일본에서 요시야 노부코는 소녀소설 개척의 공로자로 자리매김 되어 그녀의 작품과 사생활이 페미니스

트적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하지만, 한편으로 전시에는 전지위문 등 종군여성작가로도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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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그녀의 작품도 역사소설10)만이 평가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소녀소설의 제1인자로 불리는 작가이지만 1980년  들어 작가 노부코를 일반 서민의 

여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로 여성의 평등을 호소한 ‘숨은 페미니스트’라고 재평가될 

때까지는 소녀소설 작가로서의 면모는 경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제까지 편향된 잣 로 

평가되어 온 소녀와 그와 관련된 작품을 재조명하여 일본근 기에 형성된 소녀의 규범, 혹은 

표상을 규명해내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문학사에 있어서 소녀소설은 ‘소녀’에 한 정의, 그리고 평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소녀소설의 위상 역시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근 일본에 생겨

난 신조어 ‘소녀’라는 개념의 한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기호로서의 ‘꽃’-요시야 노부코 꽃 이야기
앞서 언급했듯이 노부코의꽃 이야기(花物語,1920)는 이른바 일본의 소녀소설(少女小説)

의 표적 작품으로, 소녀의 섬세한 심리를 다양한 꽃에 비유하며, 꽃을 모티브로 소녀들의 

우애를 그려 당시에는 이른바 ‘소녀들의 바이블’이 되었다. 52편의 단편으로 된 연작소설인 

꽃 이야기는 작가 노부코의 문단 데뷔작으로, 여학교를 졸업한 그녀가 아직 ‘소녀’라고 

불러도 좋을 스물의 나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소설은 노부코를 직업작가로서 당당

히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결정적 작품이 된다11). 또한 뒤에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

成:1899-1972)12) 등의 소녀소설에도 향을 준 것은 알려진 사실이며 1930년 까지 소녀소설

비판받기도 한다. 요시카와 도요코(吉川豊子)는 “‘자기실현’을 성취하고 ‘국민화’한 선진적 여성작가가 
‘국가총동원’이라는 ‘ 의’아래 솔선하여 주부 중층을 비롯한 ‘총후(銃後:후방의 의미)의 여성’들을 
고무하며 전쟁협력에 뛰어들어 문학적 언설의 생산, 재생산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작가 
노부코의 전쟁협력에 관한 행적은 지금까지도 비판 혹은 평가로 뚜렷하게 이분화 된 경향이 있다. 
吉川豊子(2002)｢月から来た男｣月から来た男〈戦時下〉の女性文学18ゆまに書房、인용은菅聡子

(2011)女が国家を裏切るとき―女学生、一葉、吉屋信子岩波書店, p.249 참조
10) 노부코는 초기의 소녀소설 이후에도 1920년 장편소설땅끝까지(地の果まで)를 쓰고, 전후에는아타카

가의 사람들(安宅家の人 )々(1952)도쿠가와 부인들(徳川の夫人たち)(1966)속 도쿠가와 부인들(続
徳川の夫人たち)(1968) 등의 중소설, 역사소설 등을 정력적으로 집필하며 인기를 얻었다.   

11) 노부코는 도치기고등여학교(栃木高等女学校)에 입학한 해 12살의 나이로 펜네임의 독자투고의 형식으
로소녀세계(少女世界)등의 잡지에 투고를 시작한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소녀계(少女界)현상공모에
서 1등이 되는 등 소녀잡지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발견해 갔다. 여학교 졸업 후는 상경하여 꽃 이야기
로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작가의 길을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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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성기를 주도한 파급력 있는 소설임에는 틀림없다. 한편꽃 이야기는 일본 근 의 ‘소녀’ 

탄생을 고하는 획기적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감성적인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인간의 갈등을 

단지 소녀취향의 아름다운 문체로 엮어 놓은 것이라는 등 다소 저평가 하는 시선도 있다. 

꽃 이야기가 형식상으로는 문학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허술함이 엿보이며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단락적이며, 전형화 되어 있는 등 비판의 요소는 산재한다. 그러나 일반

문학, 아동문학, 소년소설의 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독자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받아도 좋을 것이다. 

다카하시 시게미(高橋重美)는꽃 이야기에 관하여 장기 연재의 향으로 점차 아름다운 

문체는 후퇴하고 스토리성의 증 라는 변화가 목격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작가 노부코의 

“소설기법 숙달과 소녀의 자아형성의 테마를 초월”하여 “역사적 언표”로서 이해된다고 덧붙

인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소녀가 주체적 존재가 되기 힘든 제도 안에서 “시간과 성장에 관련된 

아포리아를 껴안은 소녀표상에 귀결하는 과정”13)이라고 분석한다. 즉, 작가의 성장과 동반하

여 작품 역시도 초기와 비교하여 발전된 모습이 목격된다. 갓 스물이 된 노부코의 문체는 

미숙하며, 내용역시도 소녀시 의 단조로운 유치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장기연재

로 서른 가까운 나이가 된 작가의 필력은 비록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다양한 꽃 이름만

큼이나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제공한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소녀시 를 관조하며 ‘소녀’를 

보다 주체적인 인물로 부조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꽃 이야기는 이전의 소녀 이야기를 다룬 작품과는 달리 주인공인 소녀가 동성의 존재와 

우애(友愛)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소녀들은 여학교와 기숙사 등의 소녀들만의 

환경 아래에서 친어머니(가족) 이외의 여성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소녀들은 처해진 

환경은 다를지라도 각자 고독한 상황이라는 동질감으로 서로에게 특별한 우애관계를 가지면

서 각자의 고독에서 해방되어 간다. 소녀들의 끈끈한 연 감 내지는 로맨틱한 우정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은 여학생 특유의 “본질적인 감상(感傷)의 공유에 의해 형성”14)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여기서 여학교에서 맺어진 소녀들 간의 애틋한 우애관계는 ‘꽃’이 

주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끈다. 꽃 이야기는 그야말로 특징적인 꽃 

12) 이즈의 무희(伊豆の踊子)(1926)설국(雪国)(1935) 등의 명작으로 노벨문학상(1968년)을 수상하기도 
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소녀잡지를 통해｢소녀의 항구(乙女の港)｣(1937)｢동백나무(椿)｣(1949) 등 여러 
편의 소녀소설을 발표한 이력도 있다. 1937년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소녀의 벗(少女の友)에 연재한
｢소녀의 항구(乙女の港)｣는 여학생들의 진한 우애(에스)가 그려져 있다. 또한 소녀잡지｢해바라기(ひま

わり)｣에 발표한 ｢동백나무(椿)｣에도 두 자매의 끈끈한 애정을 쓰고 있어 눈길을 끈다.  
13) 高橋重美(2008)｢花々の闘う時間─近代少女表象形成における花物語変容の位置と意義｣日本近代文

学第79集, p.75
14) 菅聡子(2011)女が国家を裏切るとき―女学生、一葉、吉屋信子岩波書店,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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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각 장의 제목을 신하여 등장하는 소녀와 이야기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미리 결론부

터 이야기 하자면, 다양한 꽃 이름으로 연상되는 소설의 이미지는 로맨틱한 소녀적 감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며, 그녀들의 관계를 더욱 소녀적 취향의 분위기로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절(節)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증해 가기로 하겠다.

4. ‘꽃’에 표상되는 소녀-‘물망초’와 ‘백합’의 경우

원래 7편으로 끝날 예정이었던 꽃 이야기는 소녀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52편으로 이어

졌다. 소설은 은방울꽃(鈴蘭), 달맞이꽃(月見草)으로 시작하여 노란벚꽃(鬱金桜), 물망초(忘れ

な草), 그리고 마음의 꽃(心の花)과 만주사화(曼珠沙華)까지 실재하는 꽃은 물론 상상의 꽃까

지 52개의 꽃 이름이 소개되어, 꽃 이름은 각 이야기 안에서도 반복 언급되거나, 등장인물들 

혹은 그들의 관계를 둘러싸고 내용을 주도해 가는 도구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물망초(忘れな草)’는 이름 그 로 ‘Forget me not’이라는 어명과 꽃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꽃 이야기의 ‘물망초’에는 도요코(豊子)가 여학교의 첫 수업 날 상급생 

미즈시마(水島)에게 한눈에 반해 그 “아름다운 사람”을 남몰래 사모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心持蒼白い、すっきりとした中高な細面に描いたように優しい眉、何かは知らぬ恥じらうご

とく伏せられた双の瞳を覆う瞼の下から長い潤んだ睫が目の下に燻銀のような影を落して、漂

う夢のような寂しい風情を添える。

　약간 창백한, 산뜻한 중간 높이의 가늘게 그린 듯한 수려한 눈썹, 무엇인지 모르게 부끄러운 

듯이 감긴 두 눈동자를 덮은 눈꺼풀 아래에서 긴 윤기 나는 속눈썹이 눈 아래에 그을린 은처럼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떠도는 꿈같은 외로운 정서를 더한다.(上, p.6915))

도요코가 바라보는 미즈시마의 모습은 얼굴의 부분부분이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아름답고 고운 선과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미즈시마는 그녀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규정한 동성인 여학생도요코에게는 마음 설레게 하

는 상으로 부상해 오는 것이다. 본문에서 미즈시마는 단정한 얼굴은 물론, 당시 여학생의 

15) 꽃 이야기의 본문인용은 吉屋信子花物語上下、河出文庫(2009)의 논자의 번역에 의하며, 괄호 속 
숫자는 본문의 페이지임을 밝혀둔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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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기도 한 하카마를 입은 모습과 차림새 등 전체적인 외양과 인상 역시도 반복적으로 

장문에 걸쳐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丈高く、すらりとした背の気持よさ、あまりに弱く細やかに過ぎる襟首に、重なる白襟はよ

く映える紫地の着物の色、胸もとのあたり、ほんのりと嫋らかにふくらんだ、その下を、くっ

きりと細く結んで落した床しい朽葉色の袴、着物は銘仙のお一対紫地に荒い綾斜形を同じ地色

に濃い目に出した上をぱらっと水玉模様を青ずんだ茶で浮かした織模様が、おっとり上品に、

その人に似合って美しかった。

　다리가 길고, 늘씬한 키의 상쾌함, 너무 약하고 가는 목덜미에 겹쳐진 흰 옷깃이 잘 비춰지는 

보라색천의 기모노, 가슴 언저리는 약간 봉긋하게 부풀어, 그 아래를 확연히 가늘게 묶어서 늘어뜨

린 우아한 적황색의 하카마, 기모노는 메이센(비단)의 보라색 천에 거친 卍자모양의 무늬를 같은 

진한 천으로 그 위에 여기저기 물방울 모양의 파랗게 물든 차로 띄운 직조모양이 의젓하고 우아하

게, 그 사람에게 어울리고 아름다웠다. (上, pp.69-70)

상기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도요코는 미즈시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심 동경(憧憬)의 상

으로 자리매김하고 학교에서 매일 만나다시피하는 미즈시마 몰래 그녀를 향한 감정을 키워간

다. 도요코에게 상급생 미즈시마는 용모도 수려할 뿐 아니라 단정한 하카마의 의상까지 어울

리는, 아름다운 흠모의 상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여기서 흰색 깃의 보라색 천, 적황색 하카마

를 입은 미즈시마의 모습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세세하여, 마치 눈앞의 아름다운 한 송이 

꽃처럼 묘사되어 있다. 

본문에서 두 소녀는 서로 감정을 확인하는 일 없이 그저 도요코의 짝사랑이 주된 내용이다. 

도요코는 미즈시마가 졸업하는 날 그녀의 책상에 몰래 물망초를 놓아두는 것으로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전한다. 미즈시마는 도요코라는 존재를 끝까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고 간 ‘Forget me not’의 물망초를 머리에 장식하고, 단지 그 누군가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소녀의 날을 원히 추억으로” 간직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물망초’의 단편은 

끝을 맺고 있다. 이렇듯 비단 ‘물망초’편 뿐만 아니라 꽃 이름은 각 단편의 주제와 접하며, 

주인공 소녀와 상 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상징기호의 역할은 물론 각 단편의 소녀들을 이미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꽃 이야기에서 노부코가 예정했던 첫머리 7편의 꽃 이름은 각각 은방울꽃(鈴蘭), 달맞이

꽃(月見草), 흰싸리꽃(白萩), 들국화(野菊), 동백꽃(山茶花), 수선화(水仙), 무명화(名も無き花)

이다. 다른 편과는 달리 첫머리의 7편은 액자형 구조로 7명의 소녀들이 관찰자시점에서 회상

하듯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이다. 원래 로라면 이 7편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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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작가가 당초 엄선했던 7개의 꽃은 어쩌면 꽃 이야기의 전체적 상징기호로 작용하

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7개의 꽃에 표상된 이미지는 어떠한가? 

먼저 7편의 꽃말16)을 살펴보면 각각 순결, 기다림, 정조 등이 부분으로, 이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근  여성의 젠더규범과도 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가 꽃말을 염두에 두고 

각 단편을 구성했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꽃 이름에서 연상되는 보편적인 이미

지를 내용으로 승화시켜갔으리라는 것은 앞서 ‘물망초’에서 보았듯이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와타나베 슈코(渡部周子)는 근 일본의 소녀기에는 ‘애정’ ‘순결’ ‘미적’ 규범이 형성

되어 공교육을 통해 관리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순결’과 ‘미적’ 규범은 꽃과 접

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표상을 통해서 소녀교육에 이용되었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자연계의 

꽃과 유사한 존재로 규정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의 미를 강조하고 오로지 가까운 장래 남성의 

아내로서 선택 받으려면 순결과 미적 규범을 갖춘 젠더의 역할이 요구되었다17). 와타나베는 

특히 흰 백합(白百合)18)의 상징성을 역설한다. 일본에서 흰 백합은 서양문학에서 보이는 플라

토닉 러브의 수입과 크리스트교 회화에서 성모(여성)의 순결과 자기희생의 규범을 상징하는 

매개체로서 근  소녀잡지를 비롯하여 낭만주의 문학과 미술을 통해서 상징화 되어 갔다. 

메이지20-30년 에 걸쳐 전반적인 예술에 있어서는 연애 상이 되는 여성의 상징이었지만, 

소녀 교육에 사용될 때에는 ‘순결’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다. 즉, 여성은 흰 백합처럼 

무구하고 순결한 존재로서 시각표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러한 순결한 여성상은 취학기의 

소녀들의 규범상으로서 교화의 과정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동시 의 소녀잡지를 통해 

당시의 문화를 반 하고 있는꽃 이야기에도 흰 백합은 빠질 수 없는 소재 을 것이다. 

‘흰 백합’ 편을 잠시 살펴보면, 새로 부임한 음악 선생님을 둘러싸고 기숙사에 사는 두 여학생

의 애정의 감정들이 교차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꽃은 동성 간의 관계에서 상징적 요소로서 

작용한다. 아래의 본문 인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16) 첫머리에 소개된 7개의 꽃의 꽃말을 살펴보면, 은방울꽃(순결, 행복), 달맞이꽃(기다림), 흰싸리꽃(생각, 
사색), 들국화(정조), 동백(기다림), 수선화(순결, 자존) 등이다.

17) 渡部周子(2007)〈少女〉像の誕生─近代日本における｢少女｣規範の形成新泉社 제3,5장을 참조. 당시
의 남성 주도의 일본 교육론에서는 여성의 임무로 ‘사회의 장식’ ‘사회의 꽃’으로 남성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여자의 가치를 꽃과 같은 외견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보며, 여학교에서 원예 등 
실천교육을 통해서 소년과의 차별성을 두고 순결과 미적 규범을 교육했다. p.103, pp.169-190

18) 渡部周子(2007)〈少女〉像の誕生─近代日本における｢少女｣規範の形成新泉社 제7,8장을 참조. 와타
나베는 본서에서 일본에서는 근 에 이르기까지 백합을 문예상에서 특별한 상징으로서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흰 백합은 프랑스문학을 상징하며 유럽의 ‘고상하고 우아하고 관용’의 문학을 일본에 
이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일본본토에서 순백의 백합은 원래 자생하지 않고만요슈(万
葉集)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서 표현하는 백합은 핑크빛의 백합이라고 설명한다.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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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略)どうぞ(純潔)を、常に変らぬ魂の純潔、行為の純潔を私に誓って守って下さい。これ

が私に対するあなた方お二人の何にも優る報恩ですの、ね、忘れないで、純潔！私の大好きな

あの白百合の花言葉の(純潔)をおたがいに守りましょう、生涯を通じて私達は！
　“(전략) 부디 (순결)을, 항상 변함없는 혼의 순결, 행위의 순결을 나에게 맹세하고 지켜 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한 너희 두 사람이 무엇보다 좋은 보은인 것임을 잊지 말아요, 순결! 내가 너무 

좋아하는 흰 백합의 꽃말 (순결)을 서로 지켜요,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은!” (上, p.168)

작품 속 소녀(여학생)는 음악담당 하야마(葉山) 선생님에게 첫눈에 매료되어 사모의 감정을 

키워간다. 본문에서 여교사는 ‘베아트리체’ 혹은 성서의 ‘마돈나’에 비유되는 등 아름다운 

용모의 순결한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선생님에게 격려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던 두 소녀는 

기숙사를 벗어나 화 ‘레미제라블’을 보고 늦게 돌아오게 된다. 이런 사소한 일탈 행위는 

사감선생님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고 곤란해진 두 소녀는 하야마 선생님을 핑계로 늦은 

이유를 변명한다. 하야마 선생님은 그런 두 소녀를 적극 변호하며 두 소녀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두 소녀는 동경해마지 않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며 고마움을 표하게 된다. 

상기의 인용문은 하야마 선생님이 두 소녀를 앞에 두고 흰 백합을 언급하며 ‘순결’을 반복적으

로 강조하고 있는 목이다. 선생님은 두 소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명시한 것에서 

자신과 소녀들과의 관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부러 흰 백합을 예로 들며 ‘순결’을 훈시하고 

있다.

한편, 다음 구절에서는 흰 백합으로 이미지화 된 선생님이 돌연 다음해 고향으로 돌아간 

뒤 하늘나라로 갔다는 구절이 이어지며 다음과 같이 성급하게 끝을 맺고 있다19). 

　(前略)先生の清い愛の生命を形取って白百合の花が(純潔)と囁いてこの土の上で咲くかぎり

は、その花の姿と共に先生の、みこころは私共に永久に生きるのでございます。

　(전략) 선생님의 청결한 사랑의 생명을 모습으로 한 흰백합 꽃이 (순결)이라고 속삭이며 이 

땅 위에서 피는 한은 그 꽃의 모습과 함께 선생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上, p.170) 

본문에서 흰 백합은 ‘순결’을 상징하고 강조하기 위해 특화되어 있다. 또한 흰 백합으로 

등치되는 선생님은 단테의 ‘베아트리체’와 성모(聖母)처럼 ‘순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그

19) 초기꽃 이야기에서 흔히 보는 비약적이고 단조로운 패턴의 이야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연재에 걸쳐 문체와 내용의 숙달과 다양화에 의해 스토리성이 확 됨에 따라 해가 더할수록 단조로
움은 많이 희석되었으나, 소녀소설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형화된 인물의 관계성과 결말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녀소설의 개론적인 문제제기는 다음기회로 하겠다. 



근 일본 소녀소설에서 보는 ‘소녀’ 표상 ················································································ 최은경  189

런 순결한 존재의 선생님이 두 소녀에게 전하는 흰 백합의 ‘순결’은 여실히 다층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소녀, 그리고 소녀들과 여교사 관계라는 동성 관계에서의 ‘순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소녀기에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인 ‘순결’까지도 내포한다. 물론 본문에서 여교사와 

소녀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교류는 감지되고 사소한 신체적 접촉마저도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들 관계에서는 큰 에피소드도 부재하고 그저 단조롭기까지 하다. 

‘흰 백합’편에서는 당시의 소녀들 사이에 만연했던 동성애적 경향의 우정, 혹은 동성의 

연 감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흰 백합’이란 꽃은 소녀들의 동성애적 관계를 정신적인 

결합에 중심을 두고, 건전하고 순수한 우정으로 부각시키며, 소녀들은 사회에서 ‘순결’한 존재

로 표상하려는 숨은 의도도 엿보인다. 

이와 같이 두 편의 단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부분 소녀에 의해 씌어진, 그리고 

소녀를 위한 소녀소설에서의 주인공 ‘소녀’는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이거나, 혹은 특별한 존재

로 부각되는 차별성이 부여된 인물로 등장한다. 그들을 흠모하는 동성의 소녀들 역시 순결하

고 순수한 ‘소녀’라는 특성이 강조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당시의 소녀문화를 표하는 소녀소

설에서조차 근  젠더규범에서 말해지는 미적, 순결의 규범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소녀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녀들만의 감미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특수한 

‘소녀’표상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5. 나오며

일본은 메이지(明治)에서 다이쇼(大正)에 걸쳐서 급속히 근 화를 수행해 간다. 그러한 근

국가형성의 의명분 아래 ‘여성의 국민화’라는 시 적 요청에 의해 생겨난 것이 ‘소녀’라는 

존재이다. 그 중에서도 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은 당시의 소녀상과 소녀문화를 표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부상해 온다. 전술했듯이 와타나베의 언어를 빌려 ‘소녀기’는 “취학기에 

있으며 출산 가능한 신체를 가지면서도 결혼까지 유예된 기간”으로 정의했다. ‘여성의 국민화’

에 필요한 ‘현모양처’라는 젠더규범은 주로 공교육을 통해서 결혼 이전의 소녀기에 강요되었

고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당시의 ‘소녀’ 계층을 여학생으로 한정하여 고찰하는 것은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근  소녀의 기원을 메이지30년 의 여학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여학생의 학문은 남자의 그것처럼 사회적 상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지식과 사상은 소녀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남자직계상속의 기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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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한 현모양처주의, 그것의 전 단계에 있는 소녀는 “엄 하게는 제도의 구성으로서 아직 

적극적인 역할을 갖지 못한”, 그래서 일본 근 화의 프로그램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가부장

제 사회에 있어서 “불안정함으로 인하여 함부로 무엇을 해서도 곤란한 존재”20)로 여겨졌던 

것이다. 즉, 여학생인 소녀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여성 지식인층을 형성해 가지만, 이것에는 

생소한 존재에 한 부정적 시선과 함께 잠재적 ‘현모양처’로,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기 하는 시선이 교차되었다. 또한 여학교에서 소녀들은 일본의 고풍적인 문화와 함께 

서양에서 유입된 모던한 문화와 교육을 받고 향유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여성으로도 포함되지 않았던, 두 계층의 경계에 선 ‘소녀’는 당시의 두 시선과 

문화가 교차되고 혼용된 하이브리드한 요소의 존재로 부조된다.  

한편으로는 소녀들이 사회와 유리된 구획되고 협소한 이성(異性)이 부재한 장소에서만 자

신들의 연 와 표상을 형성해 간다는 것은 이야기의 확장을 곤란하게 한다. 또한 소설에서 

보이는 소녀성의 일면이 근 국가에서 요구하는 ‘현모양처’의 젠더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꽃과 유사한, 아름다운 존재로서 ‘소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꽃 이야기(花物語)
의 한계성이라고 하겠다. 또한 부분의 주인공들이 운명처럼 첫눈에 매력적인 동성의 상 를 

알아보고, 강력한 연 감을 어필해 간다는 것은 소녀들이 가진 비현실적 감성을 그 로 드러

내고 있다. 이렇듯 소녀소설의 명사로도 불리는꽃 이야기(花物語)는 ‘소녀’라는 상과 

개념에 갇혀 오히려 스스로를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기제로 작동하 다.

앞서 꽃 이야기(花物語)52편의 단편에는 어김없이 제명의 꽃과 닮은, 혹은 이미지한 소녀

들 혹은 여성들이 등장하거나, 꽃 이름이 하나의 기호로서 상징체계가 작동하여 소녀기의 

소녀를 표상하고 있음을 ‘물망초’와 ‘백합’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단편에서 

소녀들(여학생)의 동성을 상 로 한 친 한 관계는 특유의 미성숙함과 소녀취향의 감미한 

관계성이 엿보인다. 이러한 로맨틱한 우애관계가 당시에 크게 사회적 저항을 받지 않고 온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애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며, 오히려 그 폐쇄성과 일과성에 주목하여 

이성애의 우위성을 담보하는 애매하고 불완전한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여학생의 

연애가 금지되고 여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시절에 여학생인 소녀들은 허락된 그들만의 

공간에서 동성을 향한 연애 감정을 직접적으로 혹은 소녀잡지와 소녀소설을 통해서 공유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근  ‘소녀’라는 개념에 갇힌 이들은 하이브리드한 요소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

으며, 그들의 불안은 동성과의 로맨틱한 연 감을 통해 희석되었다. 그러나 소녀들에게서 

20) 高橋重美(2008)｢花々の闘う時間─近代少女表象形成における花物語変容の位置と意義｣日本近代文

学第79集,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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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소녀표상이란 그들의 존재만큼이나 사회에서 강요된 규범과 내적 욕구라는 사이에서 

불완전성을 내포한 채로 소녀잡지와 소녀소설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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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근 일본 소녀소설에서 보는 ‘소녀’ 표상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 꽃 이야기(花物語)를 중심으로‒
일본은 메이지(明治)에서 다이쇼(大正)에 걸쳐서 급속히 근 화를 수행해 간다. 그러한 근 국가형성의 의명분 아래 

‘여성의 국민화’라는 시 적 요청에 의해 생겨난 것이 ‘소녀’라는 존재이다. 그 중에서도 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은 
당시의 소녀상과 소녀문화를 표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부상해 온다. 본고에서 다룬꽃 이야기(花物語)52편의 단편에는 
어김없이 제명의 꽃과 닮은, 혹은 이미지한 소녀들 혹은 여성들이 등장하거나, 꽃 이름이 하나의 기호로서 상징체계가 
작동하여 소녀기의 소녀를 표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 단편에서 소녀들(여학생)의 동성을 상 로 한 친 한 
관계는 특유의 미성숙함과 소녀취향의 감미한 관계성이 엿보인다. 여학생의 연애가 금지되고 여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시절에 여학생인 소녀들은 허락된 그들만의 공간에서 동성을 향한 연애 감정을 직접적으로 혹은 소녀잡지와 
소녀소설을 통해서 공유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근  ‘소녀’라는 개념에 갇힌 이들은 하이브리드한 요소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 으며, 그들의 불안은 동성과의 로맨틱한 연 감을 통해 희석되었다. 그러나 소녀들에게서 보이는 소녀표상이란 
그들의 존재만큼이나 사회에서 강요된 규범과 내적 욕구라는 사이에서 불완전성을 내포한 채로 소녀잡지와 소녀소설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Representation of ‘Girl’ in Japanese Girl’s Novel

‒ Focused on Yoshiya-Nobuko “Hanamonogatari” ‒
Japan’s Meiji Taisho in played over the rapid modernization goes. The cause of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that under 

the ‘nationalization of women’ is formed by the contemporary requests ‘girl’ that is present. Among them, ‘girls’ attending 
‘female’ and girls at the time Representation of ‘Girl’ special layer that represents the culture comes to injuries. Discussed 
in this paper, “Hanamonogatari” 52 short films resemble the flowers of expulsion without fail, or the image of a girl or women, 
or the appearance, flower name symbolism as a sign of the girl group Girls to work has confirmed that the representation. 
In addition, each fragment of girls against the same-sex intimate relationships, and immaturity of the distinctive flavor and 
sweetness of girl relationship is one glimpse. A woman’s love is forbidden girls must marry the girls of the girls in the days 
allowed in the space of their own love feelings towards the gay girl directly or through magazines and girls who shared stories 
will Thus, the modern ‘girl’ trapped in the concept that these elements in the incomplete present hybrid was gay, and their 
anxiety was diluted with a romantic sense of community. What is seen from the figure girls, but girls as their presence in 
the community between the imposed norms and inner desires and remain fraught with imperfections girl girl magazines and 
novels that would have been shared with.




